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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riting performance can be improved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PD) by providing 
the visual cu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pen pressure, letter size, and writing 
speed as per levels of visual cues. Methods: Sixty-three participants (38 PD patients and 25 normal 
adults) performed tasks, including sentence writing along visual cue levels using a tablet personal 
computer, digital pen, and software that could measure the pen pressure, stroke length, and duration. 
Results: First, the PD group’s pen pressure and letter size were improved when the visual cue was 
provided. Second, the effect of visual cues was shown more in the performance of ‘writing within 
square blanks’ than in the performance of ‘copying’ and ‘writing between parallel lines’. Especial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erms of the letter size in ‘writing 
within square blanks’. Conclusion: Despite movement disorders in PD patients, our findings suggest 
that pen pressure and letter size can be improved when the patients are provided visual cues. Our 
results indicate that providing visual cues hierarchically and objectively confirms changes in writ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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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은 알파 시누클레인 

(α-synuclein)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침착으로 인하여 중뇌 흑질 

치밀부(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에 손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Jankovic, 2008). 흑질의 신경학적 손상

은 도파민의 감소를 야기하는데, 특히 기저핵의 꼬리핵(caudate 

nucleus)과 조가비핵(putamen)에서 도파민의 소실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상은 청반(locus coeruleus), 대뇌

피질, 시상하부, 뇌신경, 운동핵 부위와 자율신경계의 중추 및 

말초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Olanow & Tatton, 1999). 

위 구조물들은 대뇌피질과 피질하 영역을 기능적으로 잇는 기

저핵 조절 회로로 연결되어 운동 실행에 있어서 직접 및 간접 경

로를 통한 출력을 가능케 하는데, 도파민의 공급부족은 대뇌로 

전달되는 신호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

라서 자동적이고 학습된 운동의 실행과정에 있어 결함을 발생

시키는데, 임상적으로 알려진 PD의 운동 증상은 휴식 시 떨림

(resting tremor), 서동(bradykinesia), 강직(rigidity), 자세불

안정(postural instability) 등을 포함한다(Contreras-Vidal 

& Stelmach, 1996). 또한 기저핵 조절 회로는 감각운동 통합

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감각 정보가 입력될 때 선조체

(striatum) 내의 세포가 강하게 활성화되면서 꼬리핵과 흑질의 

세포가 감각입력을 운동과 통합한다(Sharpe et al., 1983). 따

라서 감각운동 측면에서 기저핵 조절 회로의 손상은 중요한 정

보나 신호가 기저핵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관련이 있는 

내적 감각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므로, 자발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시작하며 유지하는 내적 움직임(endokinetic)

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을 보상

하기 위해 외부 자극에 더 의존하게 된다(Contreras-Vidal & 

Stelmach, 1996).

한편, PD는 외적 단서(external cue)를 수용하여 운동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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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외적 움직임(exokinetic)을 

조율하는 소뇌는 비교적 건재한 것으로 보고된다(Yoo et al., 

2015).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통하여 PD 환자의 뇌 활성화를 확인한 연구에서

는 운동 수행 시에 소뇌의 활성화가 더욱 증가하였으며(Wu & 

Hallett, 2008), 기저핵 조절 회로보다 소뇌 조절 회로의 연결

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Wu et al., 2011). 이렇게 소뇌

는 대뇌피질 및 시상과 상호 연결되는 소뇌 조절 회로를 통해 감

각정보의 내적 피드백(intrinsic feedback)과 단서(cue) 등의 

외부 자극과 같은 외적 피드백(extrinsic feedback)을 활용하

여 감각 및 운동 정보를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일차

운동피질(primary motor cortex)로 전달하면서 근육 및 운

동 조절에 관여하여 운동을 재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Hamman et al., 1992; Sabes, 2000). 따라서 PD는 소뇌

를 활용하여 운동의 개시를 촉진하고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므

로 이들에게 외적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운동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Nieuwboer et al., 2009; Wu & Hallett, 2008; Yoo et 

al., 2015). 외적 단서 중에서는 특히 시각적 단서를 통해 손상

을 받지 않은 시각-운동 경로를 활용함으로써 손상된 기저핵 조

절 회로를 우회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한다. PD 환자의 

보행과 관련된 외적 단서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Morris et al., 

1996)에서는 보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보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PD 환자가 일정 간격의 가로선을 바닥에 붙여두는 시각적 단서

를 제시할 경우 보폭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는 양상은 보행과 관련된 사지의 

운동뿐만 아니라 인지적 운동활동인 쓰기(writing) 수행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될 수 있다. PD 환자들은 쓰기 운동 상황에서의 

폭이나 높이, 길이 등 운동의 크기를 측정하고 조절하는 기저핵

의 손상으로 인해 스스로 쓰기 수행 시 글자 크기가 감소하는 소

자증(micrographia) 양상을 빈번히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내적 

움직임의 저하로 인해 외부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Chang et al., 2016; Kim et al., 2015a). 

이에 소자증을 보이는 PD 환자에게 평행선, 사각형의 방안선, 

또는 점선 등의 시각적 단서나 “크게 쓰세요”라는 청각적 단서를 

제시하여 글자 크기를 개선시킨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쓰기 

수행에서도 외적 단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안되었다(Van Galen 

et al., 1994). 국내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PD 환자를 대상으

로 연구자가 불러주는 단어를 듣고 받아쓰는 과제를 시행한 후, 

시각적 단서로서 음절별로 구분된 사각형 칸과 청각적 단서로 

“크게 쓰세요”라는 지시를 동시에 제시하였을 때 모든 음절의 글

자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15a). 국외에

서는 알파벳을 사용하는 PD 환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쓰기와 위 

아래 평행선을 제시한 쓰기 과제를 비교하여 평행선 단서를 제시

하였을 때 글자 크기가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다(Bryant et al., 

2010). 또한 PD 환자에게 점선으로 구성된 큰 글자를 제시하고 

검사자가 “크게 쓰세요”라고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청각적 단서

를 통하여 글자의 크기를 첫 글자만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후 

단서를 소거한 후에도 글자 크기가 유지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Oliveira et al., 1997).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PD가 우회된 통

로로 유입된 감각 단서를 활용하면서 환자의 주의가 더 집중되어 

글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Oliveira et al., 1997).

상기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시각적 단서의 제공 유

무에 따라 PD 환자의 글자 크기가 향상되는 결과는 확인되었으

나, 단서의 위계적 수준에 따라 쓰기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 한글은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각 자소가 초성, 중성, 종성의 위

치에 적절히 조합되는 모아쓰기 형식을 취하는 독특한 문자이

기 때문에(Yoon et al., 2006),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평행선 사

이에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각형 안에 쓸 수 있는 음절의 형

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적 단서의 정도에 따른 개

선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추후 중재의 세밀한 방향과 수단을 결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쓰기 수행의 운동학적 측면

에는 운동의 범위로 결정되는 글자의 크기뿐만 아니라 펜을 쥐고 

누를 때의 힘인 필압(pen pressure)이나 글자를 쓰는 데 소요

되는 속도인 쓰기 속도(writing speed) 등의 다양한 요인이 포

함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PD 환자의 쓰기 수행 상에서의 단서 

효과를 주로 글자 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였는데, 이들

은 쓰기에 필요한 운동학적 요인인 전반적인 힘과 속도 등을 조

절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작아지

는 소자증뿐만 아니라 필기도구를 손에 쥐고 글자를 쓸 때 지면

에 가해지는 힘이 약하거나, 글자를 쓰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 쓰

기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Lee et al., 2020; Smits 

et al., 2014). 알파벳을 사용하는 국외 PD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강직과 서동 등으로 대표되는 PD의 운동 증

상이 쓰기 수행에 영향을 주면서 지면을 누르는 압력이 저하되

고 쓰기 속도가 지연되는 결과로 반영되었으며(Eckert et al., 

2006; Lange et al., 2006; Rosenblum et al., 2013; Smits et 

al., 2014; Taleb et al, 2017), 최근 국내 PD 환자들을 대상으

로도 스스로 쓰기 상황에서의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를 측

정하고 정상인과 비교한 연구(Lee et al., 2020)를 통해 글자 크

기뿐만 아니라 필압 및 쓰기 속도에서도 PD의 운동학적 기능부

전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그간 PD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쓰기 연구를 종

합해보면, 대부분 알파벳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에 언어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쓰기 수행 특성이나 효과를 우리

나라 PD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 및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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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Kim et 

al., 2015a; Lee et al., 2020)에서도 위계적인 시각적 단서에 따

른 운동학적 쓰기의 다양한 측면(필압, 글자 크기, 속도)을 확인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적 단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D 환자와 정상 성인(normal adults, NA)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적 단서 수준(스스로 쓰기, 베껴 쓰기, 평

행선 사이에 쓰기, 사각형 칸 안에 쓰기)을 위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관찰되는 쓰기 수행력의 변화를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확인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3명으로, 다음 선정 기준에 맞는 PD 

환자 38명, NA 25명이 참여하였다. PD 환자는 국내 종합병원 

신경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전문의로부터 신경학적 진찰, 병력을 

바탕으로 특발성 파킨슨병(idiopathic Parkinson’s disease)으

로 진단된 환자들이었으며, PD 환자의 자세한 선정 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항파킨슨 약물의 효과가 지속되는 상태(on-state)인 

환자로, 2) 신경과 전문의가 통합형 파킨슨병 평가 척도(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part 3와 수정된 호엔

야 척도(modified Hoehn and Yahr [H&Y] scale)를 실시

하여 H&Y 0-2.5 사이의 운동 증상이 경미한(mild) 환자이며,  

3)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을 받지 않았고, 4) 한

국판 몬트리올 인지 평가(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Lee et al., 2008)의 규

준에 근거하여 23점 이상으로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판단되며,  

5) 한국판 벡 우울 척도(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K-BDI; Lee & Song, 1991)의 규준에 근거하여  

9점 이하로 우울감을 호소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NA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서 모집

하였으며, NA의 자세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선별설

문지(Christensen et al., 1991)를 실시하여 인지 기능 및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신경학적, 신체적 질환의 병력이  

없으며, 2) MoCA-K (Lee et al., 2008)의 규준에 근거하여 23점  

이상으로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판단되며, 3) K-BDI (Lee & 

Song, 1991)의 규준에 근거하여 9점 이하로 우울감을 호소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PD 집단, NA 집단 모두  

1)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왼손잡이 또는 양

손잡이일 경우, 3) 초등학교 졸업 학력 미만인 경우, 4) 뇌손상 

및 기타 신경학적 병력이 있는 경우, 5) 과제 수행이 불가능할 정

도의 청력과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의 연령, 교육년수, 

MoCA-K 점수, K-BDI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연령(t(61) = 

0.539, p = 0.593), 교육년수(t(61) = 1.527, p = 0.132), MoCA-K 

점수(t (61) = 1.166, p = 0.248), K-BDI 점수(t (61) = 1.826,  

p = 0.075) 모두 차이가 없었다.

연구 장비

쓰기 수행에서의 기기적 측정을 위하여 12인치(30.37 cm) 화

면의 태블릿 PC ‘삼성전자 갤럭시북 12.0 (Samsung Galaxy 

Book 12.0, SM-W720NZKAKOO; Samsung, Suwon, Korea)’

을 사용하였다. 이 태블릿 PC는 좌표를 인식하는 패널이 별도

로 삽입되어 손과 디지털펜에서 각각 전달되는 주파수를 구분

하여 디지털펜을 사용할 때 화면에 손이 닿는 것을 인식하지 않

고 펜촉만 인식하는 팜 리젝션(palm rejection) 기술이 적용되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D (n = 38) NA (n = 25) t

Gender, M:F 19:19 10:15

Age 65.053 ± 6.621 63.800 ± 10.296 0.539

Education 12.803 ± 4.258 10.840 ± 3.771 1.871

MoCA-K 26.184 ± 2.323 26.840 ± 1.951 -1.166

K-BDI 4.711 ± 2.598 3.240 ± 3.431 1.826

POT (yr) 5.105 ± 3.351

UPDRS-part 3 13.618 ± 6.276

H&Y scale 1.592 ± 0.518

Dominant, L:R 20:1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PD: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M: male, F: female, 
MoCA-K: 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BDI: 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POT: post onset time, 
UPDRS: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H&Y scale: modified Hoehn and Yahr scale, L: left, 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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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따라서 태블릿 PC의 사용 경험이 적은 장노년층도 태

블릿 PC에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

어 자료 수집 도구로 선택되었다. 사용된 디지털 펜은 전자기 유

도(electro magnetic resonance) 방식의 ‘스테들러 노리스 디

지털펜(Staedtler Noris Digital Pencil, GP-U999ERIPAAB; 

STAEDTLER Mars GmbH & Co. KG, Nuernberg, Germany)’

이었다. 이 펜의 펜촉 지름은 0.7 mm, 펜대 두께는 9 mm로, 펜

의 겉면은 실제 연필과 동일한 보펙스(wopex) 소재로 만들어졌

기 때문에 현존하는 디지털 펜 중 실제 연필과 가장 유사한 것으

로 판단되어 도구로 선택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로는 본 연구의 목

적인 필압과 글자 크기, 쓰기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BAT (Brief Agraphia Test; Yoon & Na, In press)’를 활용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쓰기 수행 시의 필압, 획의 길이, 소요시간

(duration)이 자동 측정되므로 객관적인 결과를 산출해주며, 모

든 반응은 PNG, GIF, CSV 형태로 저장되므로 자료의 보관이 

용이하다.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 사용된 쓰기 자극은 PD 환자의 운동학적 쓰기 

특성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선행 연구(Lee et al., 

2020)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13음절의 단일 문장 자극 ‘여

보안경안보이네안경안보여’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내적 움직임과 

외적 움직임의 측면에서 시각적 단서의 정도나 위계에 따라 필

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과제를 제작하였다. 1) 스스로 쓰기 과제는 단서가 없는 

쓰기에서의 수행력을 살펴보기 위해 제작하였다. 2) 베껴 쓰기 

과제는 글자의 형태, 구성, 크기 단서를 일시적으로 제시하기 위

하여 제작하였다. 3) 평행선 사이에 쓰기 과제는 글자의 높이 단

서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알파벳은 높이가 일정하지 않

은 반면(예: Parkinson’s disease), 한글은 대소문자의 구분이 

없고 모든 음절이 일정한 높이의 사각형 형태로 구성되어 높이 

단서를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4) 사각형 칸 안에 쓰기는 한글의 

특징인 ‘모아 쓰기’에 근거하여 음절이 사각형의 형태로 구성되

기 때문에 음절별 단서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베껴 쓰

기, 평행선 사이에 쓰기, 사각형 칸 안에 쓰기 과제 제시 방법은  

Figures 1-3에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

구의 모든 절차는 국내 종합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2018-06-140-005)을 받았으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 

및 연구 절차, 개인정보 보호, 보상에 대해 설명한 후,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받았다. 이후 선별

검사(건강선별설문지, MoCA-K, K-BDI)를 실시하여 기준에 부

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대상자는 쓰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쓰기검사는 모든 대상자가 스스로 쓰기, 베껴 쓰기, 평행선 사

이에 쓰기, 사각형 칸 안에 쓰기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손바닥 

또는 손날이 닿아도 괜찮으니 평소 종이에 쓰시는 것처럼 편하게 

펜을 쥐고 쓰세요”라고 지시문을 제공하였다. 1) 스스로 쓰기 과

제는 연구자가 불러주는 13음절의 1문장 ‘여보안경안보이네안경

안보여’를 끝까지 들은 후 태블릿 PC 화면에 띄어쓰기 없이 한 줄

로 받아쓰도록 하였다. 2) 베껴 쓰기 과제는 A4 용지에 50포인트 

Figure 3. Example of providing writing within square blanks.

Figure 2. Example of providing writing between parallel lines.

Figure 1. Example of providing copying.

여보안경안보이네안경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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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의 맑은 고딕체로 인쇄된 13음절의 1문장을 대상자가 소

리내어 읽은 후 치우고 태블릿 PC 화면에 띄어쓰기 없이 한 줄로 

쓰도록 하였다. 3) 평행선 사이에 쓰기 과제는 태블릿 PC 화면에 

26 cm의 직선을 높이 1.9 cm 간격으로 제시한 후, 연구자가 불

러주는 13음절의 1문장을 끝까지 들은 후 태블릿 PC 화면의 평

행선 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받아쓰도록 하였다. 4) 사각형 칸 안

에 쓰기 과제는 태블릿 PC 화면에 가로 1.9 cm, 세로 1.9 cm의 

정사각형 13칸을 제시한 후, 연구자가 불러주는 13음절의 1문

장을 끝까지 들은 후 태블릿 PC 화면에 받아쓰도록 하였다. 검사

자가 불러주는 문장을 듣고 피검자가 이를 받아쓰는 검사의 특

성 상, 검사자의 음량이나 발화 속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모든 평가는 1저자 1명이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문장을 제

시할 때 일정한 발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검자와 책상을 

두고 약 30 cm의 간격으로 마주 앉고, 약 40 dB SPL의 음량으

로, 13음절의 1문장을 약 10초 내외로 불러주어 발화 특성을 유

지하고자 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문장은 한 번만 들려주고, 한 

번만 읽도록 지시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Lee et al.(2020)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절과 다음 음절을 이어서 작성한 경우에

는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

저, 필압은 펜으로 글자를 쓰면서 누르는 압력으로 태블릿 PC 

Figure 4. Example of calculating writing speed.

Writing Speed of One Syllable
• SUM = Initial consonant + Medial vowel + Final consonant
• 0.05878 mm/ms

Final consonant
• Length: 21 mm
• Duration: 0.48421 ms
• Writing speed: 0.02305 mm/ms

Medial vowel
• Length: 10 mm
• Duration: 0.21453 ms
• Writing speed: 0.02145 mm/ms

Initial consonant
• Length: 30 mm
• Duration: 0.42866 ms
• Writing speed: 0.01428 mm/m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en pressure in writing task along visual cues levels

PD (n = 38) NA (n = 25)

Free writing 0.63581 ± 0.11381 0.72188 ± 0.08718

Copying 0.64066 ± 0.11926 0.71908 ± 0.09035

Wiring between parallel lines 0.64526 ± 0.10229 0.72902 ± 0.08068

Writing within square blanks 0.66962 ± 0.09838 0.73897 ± 0.0799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D: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Figure 5. Pen pressure in writing task along visual cues levels. PD: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PD
 NA

Free writing Copying Wiring 
between

parallel lines

Writing within 
square blanks



236

Visual Cues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화면에 펜이 닿은 시점(pen-down)부터 펜을 뗀 시점(pen-up)

까지의 한 획 내에서 모든 필압 값이 본 연구에 사용된 태블릿 

PC에서 측정될 수 있는 범위인 0~4,096단계 내에서 측정된 후, 

이를 0~1 범위로 변환된 값을 사용하였다. 획마다 측정된 값을  

1음절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각 음절별 평균으로 산정되었다.

글자 크기는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04)에서 개발한 ‘Image J’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음절의 

상하좌우의 극단을 기준으로 사각형의 방안선을 잡아 면적을 

픽셀 단위로 측정하였다. 신뢰로운 측정을 위하여 배율을 800% 

확대하고, 배경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꾸어 글자의 픽셀이 명확

히 보이도록 설정한 후 측정하였다.

쓰기 속도는 글자를 쓰는 소요시간(duration)으로, 분석 시 

글자 크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자증을 보이는 PD 

환자를 NA와 비교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Lee et al., 2020).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자 크기를 통제하면서 실제 쓰기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태블릿 PC 화면에 펜이 닿은 시점부터 펜을 뗀 시

점까지 측정되는 mm 단위의 한 획의 길이를 ms 단위의 한 획을 

쓰는 데 걸린 소요시간으로 나눈 mm/ms 단위의 속력(speed)

을 Figur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산하였다.

통계 분석

수집된 결과는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로, 집단 간 독립변수인 두 그룹(PD, NA)과 집단 내 독립변수인 

시각적 단서(스스로 쓰기, 베껴 쓰기, 평행선 사이에 쓰기, 사각

형 칸 안에 쓰기)가 종속변수인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된 이원배치 분산 분석

(two-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

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사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

단 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집단 내

의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반복측

정된 이원 분산 분석 시 Mauchly 구형성 가정에 위배될 경우 

Greenhouse-Geisser 수정된 자유도와 F값을 보고하였다.

RESULTS

집단과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필압 차이

집단과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필압을 확인한 결과(Table 2, 

Figure 5), 집단과 시각적 단서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

으나(F(3, 183) = 0.766, p = 0.500), 집단 간 차이는 NA 집단과 

비교하여 PD 집단의 필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 61) = 

10.355, p = 0.002), 집단 내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

타났다(F(3, 183) = 7.691, p = 0.000).

각 과제에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스로 쓰기(t(61) = -3.209, p = 0.002), 베껴 쓰기(t(61) = -2.799, 

p = 0.007), 평행선 사이에 쓰기(t(61) = -3.446, p = 0.001), 사각

형 칸 안에 쓰기(t(61) = -2.941, p = 0.005) 모두 NA 집단과 비교

하여 PD 집단의 필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내에서 시각적 단서 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PD 집단은 스스로 쓰기와 사각형 칸 안에 쓰기 

(t(37) = -4.072, p < 0.001), 베껴 쓰기와 사각형 칸 안에 쓰기 

(t(37) = -3.616, p = 0.001), 평행선 사이에 쓰기와 사각형 칸 안

에 쓰기(t(37) = -4.889, p < 0.001)에서 차이가 나타나 스스로 쓰

기, 베껴 쓰기, 평행선 사이에 쓰기와 비교하여 사각형 칸 안에 

쓰기에서 필압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NA 집단은 스스로 쓰

기와 비교하여 사각형 칸 안에 쓰기(t(24) = -2.113, p = 0.045)에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letter size in writing task along visual cues levels

PD (n = 38) NA (n = 25)

Free writing 3,107.19231 ± 1,524.14749 4,085.42462 ± 1,930.40684

Copying 2,884.22065 ± 1,298.94609 4,041.63385 ± 1,958.25316

Wiring between parallel lines 4,102.14575 ± 1,317.85579 5,247.86769 ± 1,633.29131

Writing within square blanks 6,227.59109 ± 1,617.30961 6,770.10154 ± 2,015.990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D: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Figure 6. Letter size in writing task along visual cues levels. PD: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Free writing Copying Wiring 

between
parallel lines

Writing within 
square blanks

 PD
 NA



237www.e-asr.org

 HS Lee et al.

서 필압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글자 크기 차이

집단과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글자 크기를 확인한 결과

(Table 3, Figure 6), 집단과 시각적 단서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는 없었으나(F(3, 183) = 0.887, p = 0.392), 집단 간 차이는 NA 집

단과 비교하여 PD 집단의 글자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61) = 8.510, p = 0.005), 집단 내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차

이도 나타났다(F(3, 183) = 84.430, p < 0.001).

각 과제에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스로 쓰기(t(61) = -2.240, p = 0.029), 베껴 쓰기(t(61) = -2.824, 

p = 0.006), 평행선 사이에 쓰기(t(61) = -3.068, p = 0.003)에서

는 NA 집단과 비교하여 PD 집단의 글자 크기가 작았으나, 사각

형 칸 안에 쓰기(t(61) = -1.180, p = 0.242)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각 집단 내에서 시각적 단서 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PD 집단은 스스로 쓰기와 평행선 사이에 쓰기(t(37) 

= -3.717, p = 0.001), 스스로 쓰기와 사각형 칸 안에 쓰기(t(37) 

= -9.479, p < 0.001), 베껴 쓰기와 평행선 사이에 쓰기(t(37) =  

-5.572, p < 0.001), 베껴 쓰기와 사각형 칸 안에 쓰기(t (37) = 

-11.365, p < 0.001), 평행선 사이에 쓰기와 사각형 칸 안에 쓰

기(t(37) = -13.085, p < 0.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NA 집단 또

한 PD 집단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 스스로 쓰기와 평행선 

사이에 쓰기(t(24) = -2.987, p = 0.006), 스스로 쓰기와 사각형 

칸 안에 쓰기(t(24) = -5.363, p < 0.001), 베껴 쓰기와 평행선 사

이에 쓰기(t(24) = -3.330, p = 0.003), 베껴 쓰기와 사각형 칸 안

에 쓰기(t(24) = -5.702, p < 0.001), 평행선 사이에 쓰기와 사각형 

칸 안에 쓰기(t(24) = -5.642, p < 0.001)에서 차이가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스스로 쓰기, 베껴 쓰기 < 평행선 사이에 쓰기 < 사각

형 칸 안에 쓰기 순으로 글자 크기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쓰기 속도 차이

집단과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쓰기 속도를 확인한 결과

(Table 4, Figure 7), 집단과 시각적 단서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는 없었으나(F(3, 183) = 0.672, p = 0.540), 집단 간 차이는 NA 집

단과 비교하여 PD 집단의 쓰기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61) = 22.153, p < 0.001), 집단 내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F(3, 183) = 2.509, p = 0.073).

각 과제에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스로 쓰기(t(61) = -4.512, p < 0.001), 베껴 쓰기(t(61) = -4.045, 

p < 0.001), 평행선 사이에 쓰기(t(61) = -4.420, p < 0.001), 사각

형 칸 안에 쓰기(t(61) = -4.431, p < 0.001) 모두에서 NA 집단과 

비교하여 PD 집단의 쓰기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운동학적 쓰기의 측면에서 PD 환자의 시각적 단서

의 활용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스스로 쓰기, 베껴 쓰기, 평행

선 사이에 쓰기, 사각형 칸 안에 쓰기 과제를 통해 위계적 단서에 

따른 수행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필압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 모든 과제에서 NA 집단과 비교하여 PD 집단의 필압이 약한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D의 주요 임상 특성인 강직으

로 인하여 운동의 강도나 범위가 제한됨에 따른 근긴장(muscle 

tone) 조절의 실패나 약증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Lee et 

al., 2020), 기저핵으로의 도파민 분비가 감소되어 내적 동기

체계를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보충운동영역(supplementary 

Figure 7. Writing speed in writing task along visual cues levels. 
PD: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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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writing speed in writing task along visual cues levels

PD (n = 38) NA (n = 25)

Free writing 0.04117 ± 0.01503 0.06114 ± 0.02006

Copying 0.04307 ± 0.01719 0.06156 ± 0.01858

Wiring between parallel lines 0.04318 ± 0.01440 0.06374 ± 0.02011

Writing within square blanks 0.04346 ± 0.01622 0.06556 ± 0.0234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D: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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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area, SMA)과 변연계의 띠이랑(cingulate)으로의 투사

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Playford et al., 1992) 수행 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글자를 쓰게 되면서 필압이 저하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조건에서 PD의 필압이 저하된 반면에, 스스

로 쓰기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은 단서를 포함하는 사각형 칸 

단서 조건에서는 NA 집단과 마찬가지로 PD 집단에서도 필압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PD 집단이 시각적 단서 조건에

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결과는 외적 단서의 활용과 관련된 기

저핵과 소뇌의 관계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PD는 기저핵과 SMA

의 결함으로 인한 감각운동 통합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뇌의 신경가소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보존된 다른 영역의 

기능이 기저핵 결함을 보완한다. 소뇌는 기저핵과 마찬가지로 대

뇌피질과 연결되면서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 Ghang, 2002; Middleton & Strick, 2001). 특히 운

동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정보를 받아 통합적으로 처리해서 다시 

대뇌피질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정

보를 입력하여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외적 피드

백이라고 한다(Hamman et al., 1992). 소뇌는 치아핵(dental 

nucleus)에서 시작하여 배외측 시상핵을 거쳐 대뇌피질로 이어

지는 척수소뇌로라는 외적 피드백 경로를 구성하여, 고유감각정

보를 전달함에 따라 운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기능이 유지된 소뇌가 기저핵 손상을 

대체하여 저하되어 있는 내적 움직임에 대한 동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Goerendt et al., 2004; Wu & Hallett, 2013) 

저하된 운동을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PD 집단에서도 사각형 칸

의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는 외적 피드백에 도움을 받아(Mallol 

et al., 2007; Wu & Hallet, 2008) 필압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글자 크기를 살펴보았

을 때, 스스로 쓰기, 베껴 쓰기, 평행선 사이에 쓰기 과제에서는 

NA 집단과 비교하여 PD 집단의 글자 크기가 작았다. 이는 연속

적인 보행 시 사지운동 범위의 제한으로 보폭이 좁아지거나(Lee 

et al., 2007), 말 산출 시 조음운동 범위가 작아지는(Kent & 

Rosenbek, 1982; Weismer, 1984) 등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

는 내적 움직임 조절의 실패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시각적 단서가 제시되었을 때 PD의 글자 크기가 증가하였으

며, 특히 사각형 칸 안에 쓰기 과제에서는 NA 집단만큼 글자 크

기가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글자 크기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사각형이 제시되는 경우에도 NA 집단에 비하여 여

전히 PD 집단의 필압이 약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주목

할 만하다. 이는 종속변수와의 관련성 정도의 차이에 기한 것으

로 생각되는데, 필압보다는 글자 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서인 사각형 칸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글자 크기에서 운동 능

력의 향상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사각형 칸 형태의 단서는 인지적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어 PD 환자에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연구(Bryant et 

al., 2010)를 반박하면서, 한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각형 칸 

단서를 제공한 연구(Kim et al., 2015a) 결과를 지지한다. 즉, 필

압과는 달리 글자 크기는 시각적인 피드백의 효과가 가장 크며, 

평행선 단서는 글자의 높이 단서만을 제공하지만 사각형 칸 단서

는 한글의 음절 형태를 반영한 가장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정보를 

담은 단서이기 때문에 높이와 너비 단서를 사각형의 형태로 모두 

제공함으로써 글자의 크기를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Kim et al.(2015a)에

서는 시각적 단서인 사각형 칸뿐만 아니라 언어적, 청각적 단서인 

“크게 쓰세요”라는 지시사항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공하여 글

자 크기를 향상시킨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사각형 칸 안에 쓰기 

과제를 실시하기 전 지시 사항으로써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

는 문장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한 글자를 한 개의 칸에 써주세

요. 칸에 맞게 써주세요.”라고 한 번만 제공하였다. 이렇게 시각

적인 단서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쓰기 과제보다 글자 

크기가 향상되어 NA 집단과 차이 없이 크게 쓸 수 있었던 결과

는 임상 상황에서 언어적, 청각적 단서 없이 시각적 단서만으로

도 글자 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더불어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두 집단 모두 

스스로 쓰기 과제보다 베껴 쓰기 과제의 글자 크기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껴 쓰기 과제의 특성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베껴 쓰기 과제는 문장을 종이에 인쇄

하여 제시함으로써 글자의 크기, 형태, 구성 단서를 제공하긴 하

나, 읽고 치운 후에 쓰는 것으로 제시 방법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고 쓰는 데 주의력과 작업 기억 등의 인지 기능이 필

히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Kim, 2002) 인지적 부담이 가증된다. 

쓰기 수행 시에 인지적인 부담과 복잡한 절차는 글자 크기 감소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Kim et al., 2005)에 따라 

스스로 쓰기와 비교하여 단서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

가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시각적 단서 수준에 따른 쓰기 속도를 살펴보았

을 때, 모든 과제에서 NA 집단과 비교하여 PD 집단의 쓰기 속

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속도를 조절

하는 데 관여하는 영역이 기저핵의 일부인 조가비핵으로 알려

져 있는데, PD의 기저핵 병변에 기인한 근육의 강직 및 서동증

으로 인하여 글자를 쓰는 속도 또한 NA 집단과 비교하여 느리

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Eckert et al., 2006; Lange et al., 

2006; Rosenblum et al., 2013; Smits et al., 2014; Taleb et 

al., 2017). 그러나 PD는 서동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범

위가 제한됨에 따라 보행 측면에서 걸음이 빨라지거나 조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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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말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 보고되는데, 본 연구의 PD 환

자들은 글자 크기가 NA 집단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쓰기 속도

가 느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과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D 환자의 운동 속도 가속화

는 일렬의 방향으로 걷는 연속적인 보행 운동이나 동일 음절을 

반복하는 교대운동 속도(alternating motion rate)와 같이 주

로 반복적인 운동에서 관찰된다(Kim et al., 2015b). 그러나 본 

연구의 자극으로 사용된 문장의 경우 13음절의 길이로 이루어

져 가속을 유발하는 반복적 움직임을 충분히 이끌어내기에 제

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13음절의 연쇄가 음절 및 자소 측면

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가속화 양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더불어 필압이나 글자 크기와

는 다르게 쓰기 속도 측면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시각적 단서

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서 특히 PD 집단에서 시각적 단서가 주어져도 NA보

다 느렸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시각적 단서가 

제시되면 이를 활용하여 글자를 쓰는 과정에서 시각-운동 통합

의 동시 수행이 요구되는데(Kim et al., 2012) 시각적 단서가 필

압이나 크기에서 도움으로 작용한 것과는 다르게 운동 속도 측

면에서는 오히려 인지적 부담으로 가중되어 운동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PD는 기저핵의 손상으로 인

한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주의력이나 전두엽 기능장애, 시공간

장애 등의 인지장애가 빈번히 관찰될 수 있으며, 초기부터 정신

운동 속도(psychomotor speed)가 느려진다고 보고된다(Kim,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PD 환자들은 비록 인지장애 선별검사

인 MoCA-K 점수가 정상 범주에 속하였지만 시각적 단서를 활

용하는 동안 인지적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인지-운동과 관련된 

정신운동 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

여 시각적 단서와 인지적 부담의 관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

겠다. 

본 연구는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PD 환자를 대상으로 한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각적 단서를 위계적으로 제공하여 운동

학적 측면에서 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임

상적 적용의 측면에서는 PD 환자가 다양한 시각적 단서를 활용

하여 글자를 크게 쓰면서 필압도 강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시각적 단서들 중에서는 한글 형태에 적합한 사각형 칸 단

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각형 

단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글자 크기는 NA 집단만큼 커지는 것

이 가능하였으나 필압은 여전히 NA 집단보다 약하였으므로, 추

후 연구를 통하여 필압이라는 지표가 글자 크기보다 PD의 운동

학적 결함에 더 취약하여 단서의 효과가 적은 것인지, 사각형 단

서가 필압보다는 크기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서이기 때문

인지를 감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청각적으로 불

러주는 것을 듣고 받아쓰는 검사는 검사자의 발성 특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녹음된 음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자극의 

발성 특성을 통제한다면 연구의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인지부하이론(cognitive load theory)의 관점에서는 단

서제공을 통하여 분산되는 주의집중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불필요한 인지부하의 발생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Wouters et al., 2008). 쓰기는 다양한 인지 기능의 산물로 받

아쓰기 수행 시에는 청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성하여 실제 

글자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의력과 작업 기억 등의 인지적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PD 환자 중에서 인지 

기능이 정상인 환자와 인지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구분하여 인

지 기능에 따라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신경해부학적 관계성을 파악

할 수 있는 뇌영상 분석을 통하여 시각적 단서에 따라 기저핵과 

SMA 등의 결함이나 대사 저하를 보완하여 실제로 소뇌와 PMA

가 활성화되는지 확인한다면 운동학적인 쓰기 측면에서 시각적 

단서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파킨슨병, 쓰기, 시각적 단서, 필압, 글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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